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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대 상업용 신디사이저는 복잡한 조작법으로 인해 비전문가들

이 사용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악기 종류와 참고할

만한 오디오 쿼리(Query)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사운드 디자인 지

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음색을 만들도록 하였다. 음색은 스

펙트럼 포락선과 시간적 동역학에 대해 학습된 각각의 독립된 잠

재공간을 제공한다. 기존의 뉴럴 신디사이저는 음색을 시간과 주

파수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이를 가능하게 하여 더 넓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음색을 합성

할 수 있음을 보였고, 더 나아가 오디오 복원 성능이 향상되도록

한 것이 이 논문의 첫 번째 기여다.

두 번째로는 기존 음높이와 음색을 따로 제어할 수 있는 선행

연구들은 어쿠스틱 악기만 혹은 신디사이저 소리만 가지고 음색에

대한 잠재 공간을 학습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오디오의 표

현력을 늘리기 위해, 어쿠스틱과 신디사이저 소리를 모두 네트워

크 학습에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음색을 생성하는 뉴럴 신디사이저를 구

현하기 위해서, 오디오에서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분리시켜 두

잠재공간에서 사운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어 : 뮤직테크놀러지, 뉴럴 신디사이저, 시간적 동역학 정보 분

리, 음색 자동 생성, 사운드 디자인, VST 자동 생성

학 번 : 2017-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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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최근 전자악기 시장의 발전과 함께 주로 전자악기로 만들어지는 장르

들이 크게 발전했고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로 2018년부터 대부분 가

상 악기로 이루어진 힙합(1위), 팝(2위)과 락(3위)은 어쿠스틱 장르인 재

즈, 클래식, 라틴음악보다 대중들에게 많이 소비됐다. 특히 이 중에서 힙

합 장르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 이러한 장

르적 유행으로 인해 자신만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고하게 할 사운드에 대

한 니즈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색을 만들 수 있는

전자악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작곡 프로그램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 작곡

에 대한 진입장벽이 줄어들면서 능동적인 음악 제작 및 공유 문화가 형

성됐다. 이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의 다양한 음악들이 공유되고 있는 현

상 또한 사운드 디자인을 중요하게 만든다. 초반에 리스너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음악을 생성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현대로 올수록 전장르의 음

악가들이 적극적으로 경쟁력있는 사운드의 소리를 음악에 활용하려 한

다. 이러한 욕구로 인해 전자악기 시장의 경제적 규모가 2021년까지 9%

정도 끊임없는 상승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또한,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전자악기를 생산하는 Native instrument와 Splice는 각각

2017년도에 500억, 350억 큰 투자를 받았다. 뮤지션의 음악적 색깔을 화

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전자악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동향의 잣대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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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한 음색을 만들어내고, 조작방법 또한 쉬운 신다사이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으나, 현대 상업용 신디사이저들은 아직도 기존의 아날로

그 신디사이저 구조를 그대로 바꿔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사운드

디자인은 비전문가에게는 진입장벽이 큰 어려운 분야이다.

기존 상업용 신디사이저를 구성하는 함수와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결

과물의 음색의 복잡도, 즉 다양성 또한 커지기 때문에, 파라미터와 함수

(발진기, 필터, 엔벨로프 발생기 등)의 구성물 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게다가 각 악기의 입출력 간의 연결을 계속할 수 있어서 무한한 조합의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에 언급했던 Native

Instrument 그리고 Splice 각각 회사의 주력 신디사이저 Massive와

Serum을 예시로 들자면, Massive는 170개의 wavetables와 470개의 프

리셋을, 그리고 Serum은 142개의 wavetables와 450개의 프리셋을 제공

하고 있다. Wavetable 합성이란 기본 소스가 되는 오디오 샘플을 소스

로 사용하여 음을 발생하는 기술이며, 자사의 신디사이저 악기를 활용해

서 다양한 종류의 오디오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여주는 조작 예시를 프

리셋이라고 한다. 백여 개의 많은 Wavetable에서 마음에 드는 샘플을

고르고 몇십 개의 함수를 조합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어렴풋하게 목

표하는 오디오를 실제로 만들기에는 일반인 사용자에게는 절대 적지 않

은 수다. 일일이 조금씩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고 원하는 사운드인지 판

단하는 것은 소위 ‘금고 따는 것 아니면, 광활한 바다에 진주 찾기’와 같

다. 비효율적인 작업과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인 이유는 단순히 구성물이 많고 복잡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신디사이저를 이루는 매개변수들이 인간이 인지하는 소리 특성과 연관성

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이유다. 그로 인해서 일일이 변수 입력 값과 구

성물의 순서와 조합을 바꿔보고 직접 귀로 듣고 원하는 사운드인지 판단

하면, 또다시 값을 하나하나 조절하고 들어보는 과정의 반복이 필연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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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떻게 해야 원하는 소리가 나올지 예상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

다.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기존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 과정이 생략되지

만, 일반인들에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이다.

이를 증명할 연구로 McDermott는 Xsynth라는 신디사이저로부터 10

만 개의 오디오 데이터를 얻고, 각각의 오디오 샘플에 대해서 40개의 음

색적, 인지적, 통계적 속성들을 계산하고 나온 음향적 속성들과 파라미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3]. 결과적으로 파라미터와 사운드 속성 간의

관계에서 큰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이 사용한 소리적 특성들은

음높이, Zero cross rate, Centroid, Energy와 또 그에 대한 주기적인 시

간 정보인 바이브레이션과 각 특성에 대한 가장 높은 에너지와 가장 낮

은 에너지의 비율, 또한 불규칙성, 화음배합 등등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소리 인지적 요소와 가까운 개념들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 가능한,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신디사이저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

요하다.

신디사이저 조작을 예상 가능한 패러다임으로 바뀌도록 한다면, 어마

어마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딥러닝 기술을 이

용한 뉴럴 신디사이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뉴럴 신디사

이저 연구들이 학습한 잠재 공간은 다양한 음향적 개념을 배우는 것을

보인다. 우선 Nsynth는 1984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잠재벡터를 학습시켰

고, 소리의 크기뿐만 아니라 푸리에변환 값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였다 [4]. 또한, 각 파라미터 간의 관계는 비선형 오실레이터에 대한

구동적 함수(driving function)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 연구 분야는 오

디오를 사용자가 묘사하는 단어,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오디오 간의

유사성 데이터들로 잠재 공간을 학습한 Philippe Esling의 두 가지 종류

이 연구가 있다 [5,23,24]. 하지만 디스크립터(descriptor)와 유사성 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 그에 따

라서 오디오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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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ynth와 같이 오디오 쿼리(Query)를 통해 오디오 복원력을 높일 것인

지 Philippe Esling과 같이 디스크립터를 이용한 조작법으로 직관을 높일

지 상충하는 관계를 보인다.

또한, 앞의 두 연구는 음색과 음높이를 잠재 공간에서 분리하지 않았

기 때문에 오롯한 음색에 대한 간섭을 통해 새로운 음색을 만들 수 없

다. 따라서, Philippe과 달리 음높이와 음색, 두 정보를 따로 통제할 수

있는 신디사이저 연구가 시작됐다. 먼저 YinJyun은 입력 오디오의 음높

이와 음색 정보를 뽑는 각각의 인코더를 따로 학습시키고, 실제 인코더

에서 출력된 일정한 음높이와 다양한 음색의 조합을 디코더에 입력시켜

출력된 오디오가 일정한 음높이만 갖고 음색 잠재벡터가 간섭되어 변하

는 것을 확인했다 [6]. 또 다른 연구로 Kim이 인코더에서 뽑은 음높이와

음색 정보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준 음높이와 음색 정보를 주면 훨씬 작

은 모델로 오디오를 합성할 수 있는 것을 보였다 [7].

이렇게 2018년도까지 오디오에서 음높이와 음색을 분류하고 그 정보

를 오디오로 합성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면, 2019년에는 음높이와

시간에 따른 에너지 정보를 입력으로 소리 생성하는 연구가 시작했다.

하지만 음높이뿐만 아니라 오디오에 시간적 동역학을 분리하여 스펙트럼

포락선과 시간적 동역학 정보에 대한 잠재공간을 분리하여 따로따로 조

작하는 연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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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 쿼리에서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분리하여 스펙

트럼 포락선과 음높이 그리고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독립적으로 제어 가

능한 신디사이저를 제안하려고 한다.

시간 축으로 음색을 해석할 때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색 성분을 시

간적 동역학(TD, Temporal Dynamics)이라 하고, 주파수 축으로 사운드

특성을 해석할 때는 스펙트럼 포락선(SE, Spectral Envelope)을 이용한

다. 이러한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오디오에서 분리하고, 총 3가지의 사용

자 파라미터를 제공하며 기대하는 효과는 표현의 다양성과 오디오 복원

성능이다. 예를 들어 음높이 도와 어쿠스틱 피아노의 스펙트럼 포락선

정보 그리고 트럼펫의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갖고 합성된 오디오는 트럼

펫의 주기적으로 바뀌는 소리 세기 즉 바이브레이션이 형성될 것이며,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세기가 작아지는 피아노의 TD 성분을 포함하면

안 된다. 피아노의 스펙트럼 포락선을 따른 오디오 결과는 저주파수 영

역에 에너지가 더 밀집하여 분포하게 된다. 그리고 트럼펫의 고주파 영

역에 에너지가 크게 집중된 스펙트럼 포락선 특성을 나타내면 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디오 쿼리에서 추출한 시간적 동역학(TD) 성분이 다

른 입력 성분인 음높이와 스펙트럼 포락선(SE)에 대해서 독립적인 신디

사이저를 제안하려고 한다. 두 가지 그에 따라 각 SE와 TD에 대해서

높은 복원력을 가진 다양한 음색을 표현할 수 있으며, 어쿠스틱 소리에

비교해 TD 편차가 큰 합성된 신디사이저 소리를 더 잘 복원하는지 확

인하려 한다.

편의를 위하여 스펙트럼 포락선을 SE(Spectral Envelope)로 명명할

것이며, 시간적 동역학 정보는 TD(Temporal Dynamics)라고 언급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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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스펙트럼 포락선과 시간적 동역학

소리의 물리적 요소를 파형, 기본주기 그리고 세기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파형은 음색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에 대한 오디오 파형

에서 비롯된 요소다. 하지만, 음색은 각각 시간과 주파수에 대해서 분석

할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성은 시간적 동역학(Temporal

Dynamics, TD)이라 할 것이며, 시간에 대해 변하지 않고 주파수에 대한

성분은 스펙트럼 포락선(Spectral Envelope, SE)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각각 통제하려고 한다.

그림 1 오디오 사각파형

그림 2 피아노 소리의 멜 스펙트로그램(상) SE(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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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높이를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기본 주파수를 결정짓는다. 나머지는

배음 관계에 있으며, 이 주파수들이 갖는 에너지의 비율, 혹은 SE에 따

라서 악기의 음색이 결정된다. 또한, 이 SE가 시간에 따라 에너지가 변

하는데, 이 또한 음색의 한 요소들에 차지한다. 음색은 악기의 다름을 결

정짓는 요소이며, SE와 TD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다. 위 두 그림의 피

아노와 오르간을 보면, 이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전혀 다른 그래프 유

형을 볼 수 있다.

우선, 피아노는 SE가 주파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든다.

어쿠스틱 피아노는 낮은 음역이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부드러운 사운

드를 갖는다. 상대적으로 오르간은 중간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가장

세고, 고주파 대역은 전혀 없다. 오르간은 피아노보다 공격적인 앙칼진

소리가 난다. 또한, 피아노의 TD는 고주파 대역은 금방 감소하고, 저주

파 대역은 에너지를 유지한다. 하지만, 오르간은 모든 주파수 대역이 일

정한 에너지를 유지한다. 특별히 멜 빈의 60에서 75번째 부근은 TD 함

수가 진동하는데, 이는 바이브레이션 특성을 나타낸다.

그림 3 오르간 소리의 멜 스펙트로그램, 오르간 소리의 시간에

대한 TD값(상)과 주파수에 대한 SE값(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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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보 분리(disentanglement) 연구

2.2.1 이미지 및 언어처리 분야의 정보 분리 연구

엉키지 않은 표현(disentangled representation)은 데이터의 고차원인

잠재 차원 내에서 서로소의 집합을 가지는 독립적 관계로 정의된다.

Kumar의 DIP-VAE(Disentangled Inferred Prior VAE)는 인코더의 결과

를 독립한 prior 분포에 거리로서 근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포의 공분

산을 근사했다. 라벨이 지정되지 않은 특성들이 엉키지 않게 잠재 공간

에 표현할 수 있도록 정규화를 하며, 이에 따라 정보 분리뿐만 아니라

복원되는 데이터의 질을 높였다. ß-VAE는 정보 분리 정도와 복원 데이

터의 질이 서로 상충하는 관계지만, 실험적으로 DIP-VAE는 복원 성능

을 희생하지 않고도 x축, y축 위치 변화 및 크기 정보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줬다 [8,9]. 이때 두 연구는 각자의 정보 분리

측정방법을 제시했는데, ß-VAE는 Z-diff 점수를 제안했다. 우선 하나의

특성(예를 들어 크기)이 같고 두 샘플에 대한 인코더(크기에 대한 정보

를 뽑는) 출력인 서로 잠재벡터를 뽑는다. 잠재벡터 차이 값을 계산해

Z-diff으로 부터 선형 분류기가 크기를 맞추도록 학습하는 것이다. 분류

정확도가 높으면 정보 분리를 잘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DIP-VAE 연구는 정량적인 정보 분리와 Z-diff 점수가 상관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SAP(Separated Attribute Predictability) 측정방법을 제

안했다.

이미지에서 신원(identity)와 방위각 같은 독립적인 특성을 배우기 위

한 연구로서 DC-IGN(Deep Convolutional Inverse Graphics Network)은

특정한 속성에 대해 학습시킬 특정 잠재 코드에 해당하는 구조만 역전파

때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특정한 속성만 변하는 데이터가 있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InfoGAN은 잠재 코드 z에 추가로 넣어준 코드

c와 생성된 샘플 사이의 상호 정보량이 높아지도록 손실 값을 추가해서



- 9 -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InfoGAN, DC-IGN, 그리고 ß-VAE 순으로 배우

는 특성의 개수가 많았다. DC-IGN과 InfoGAN은 ß-VAE의 실험에서

3D의자 데이터에 대해서 방위각은 ß-VAE와 같이 학습을 했지만,

DC-IGN는 너비와 의자 다리 스타일에 대해 학습을 하지 못했고,

InfoGAN은 다리 스타일에 대해 학습하지 못했다. 하지만 ß-VAE는 모

든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InfoGAN보다 복원 성능이 현저히 낮다 [10, 11].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감정이라는 조건 아래 인과관계 및 문법적으

로 적합한 문장을 생성하는 연구가 있다. ECM(Emotional Chatting

Machine)은 입력된 문장과 Like, Happy, Sad, Disgust등의 감정에 대한

조건을 입력으로 받는다 [12]. 인코더와 디코더는 GRU를 사용한 구조이

며, 감정 임베딩(Emotion Category Embedding), 내부 메모리, 외부 메모

리로 이루어졌다. 감정 임베딩은 디코더에 스테이트 벡터 형태로 감정

임베딩을 조건을 준다. 내부 메모리가 디코더의 주 형태이며, 외부 메모

리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저장하고, 이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한다. 추

가적으로 VMED(Variational Memory Encoder Decoder)은 출력되는 문

장의 참신함과 문법을 위해 인코더의 출력을 메모리에 저장시키고 디코

더에 저장된 잠재 벡터값을 조건으로 준다 [13]. 결과적으로 Seq2Seq,

DNC, CVAE, VLSTM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하며 문법적으로도 탄탄한

문장이 생성된다 [25,26].

2.2.2 오디오 분야의 정보 분리 연구

오디오 분야는 음성 및 악기 분야로 나뉘어 있다. 우선, 음성 분야에

서는 화자, 말의 빠르기, 감정, 소음 레벨 정보를 분리할 수 있도록 발전

했다. Hsu의 FHVAE(Factorized Hierarchical VAE)은 언어 정보와 노이

즈 정도를 입력 오디오에서 뽑는다 [14]. 이때 소음이 심한 입력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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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뽑은 언어 정보여도 디코더가 소음이 덜한 인코딩된 정보를 받으면

디코더는 소음이 제거된 오디오를 출력한다. 더 나아가 시퀀스(문장) 잠

재변수(latent sequence variables), 분절 잠재변수(latent segment

variables)의 정보를 분리했다. 이때 시퀀스(문장) 잠재변수는 F0와 음량

이고, 분절 잠재변수는 음성변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한다. 이

때 문장 잠재변수는 문장에 따라 편차가 클 것이고, 문장 내 분절에 대

해서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진다. 그에 반해서 분절 잠

재변수는 문장이든 분절 내이든 편차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문장 잠재

변수는 특정 가우시안 분포에 따르도록 규제한다. 구조는 LSTM과 MLP

를 기반으로 했으며, 결과적으로 복원 성능은 낮지만, 목소리 성별과 음

성 내용을 분리했다. 그 이후 구조인 GM-VAE Tacotron은 발화 스타일

을 제어하고 깨끗한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TTS(Text-to-speech) 모델

을 제안했다 [15]. 음성의 잠재 속성들과 화자 정보를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도록 VAE를 통해 학습한다 [16]. 잠재 속성들은 성별, 악센

트, 빠르기 그리고 소음 정도의 정보들이 분리되도록 학습된다.

악기 내에서 음높이와 음색 정보를 분리한 연구도 있다 [6]. 이 또한

앞에 언급한 GM-VAE와 같이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각각의

인코더들이 각자 음높이와 음색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보였다. 이를 보

면서 음높이와 음색은 서로 독립적인 관계로써 분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잠재공간 내에서 자연스러운 오디오를 뽑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을 보였다. 하지만, 오디오를 뽑을 때 단순히 griffin-Lim을 사용해 제안

한 구조가 정보 분리뿐만 아니라 오디오 질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앞의 음성 연구에서 분리한 성별은 스펙트럼 포락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SE 관련 정보이고, 악센트와 빠르기는 시간적 동역학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TD 관련 정보다. 하지만, 악기 분야에서 이 두 정보에 대해

서 독립적인 정보를 따로 통제할 수 있는 연구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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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오디오 합성 연구

2.3.1 음성 합성 TTS 연구

음성 합성 분야는 악기 분야보다 먼저 연구가 시작되었다. 목소리를

만들 때 화자의 발화 스타일, 음색과 음소들로 제어할 수 있도록 발전했

다. 이 3가지 요소는 음악 혹은 악기 분야에서는 연주 스타일, 음색 그리

고 음높이를 주로 다룬다. 또 최근에 발전한 Singing Voice

Synthesis(SVS) 분야에서는 여기에 음소가 추가되어 4가지의 파라미터

들을 가진다.

음성 합성연구는 딥러닝 기술이 활발히 사용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Straight, TANDEM-Straight 그리고 World-vocoder 등 여러 알고리즘

이 나왔다 [17,18,19]. Straight는 목소리 질이 떨어졌고, TANDEM은 실

시간으로 쓰기가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질과 빠르기 면에서

동시에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목소리 합성 시스템인 World-vocoder가

나온 것이다. World Vocoder는 3개의 음성 매개변수 분석 알고리즘과 1

개의 합성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 우선 F0의 윤곽은 오디오 파형을 입

력으로 DIO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20]. F0는 주기적 신호의 가장 작은

주기를 갖는 신호의 주파수이다. 우선, DIO 알고리즘은 먼저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켜 F0 후보들의 신뢰도를 계산한다. 신뢰도는 제로 크로싱

간격과 피크와 딥간의 간격들의 표준편차를 구하면 된다. 이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며, 성능 또한 뒤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스펙트럼 포락선을 구하는데, 이전 알고리즘 DIO가 출력한 F0와 오디오

파형을 CheapTrick 알고리즘에 입력한다 [21].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log를 씌운 sinc 함수를 파워 스펙트럼의 역푸

리에 변환과 곱하고 다시 푸리에변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상수 값들을



- 12 -

조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periodic 정도를 나타내는 excitation signal

은 앞에서 얻어진 F0, spectral envelope와 파형을 PLATIUM 알고리즘

에 사용한다 [22]. 이 알고리즘은 스펙트럼을 최소 위상 스펙트럼으로 나

누고, 역푸리에 변환을 통해서 다시 시간에 대한 신호를 얻는다. 목소리

떨림의 시간적 위치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다시 합성하는 시기에 가

장 큰 에너지가 있는 위치에 임펄스 응답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F0,

음색, 그리고 excitation signal은 병렬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F0부터

순서대로 값을 구하는 식이다. 위와 같이 딥러닝을 활용하지 않은 음성

합성 시스템들은 직접 함수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최적값을 일일이 찾

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음성 및 노래하는 목소리를 합성하는 분야(SVS, Singing

Voice Synthesis)에서 딥러닝을 적용하면 화자 음색 및 발화 스타일에

관한 잠재 공간 내에서 더 다양한 결과들을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Tachibana의 DC-TTS(Depp Convolutional-TTS) 구조는 사용자 매

개변수로 언어 입력을 받고, 그에 따른 오디오를 생성한다 [23]. RNN 구

조를 쓰지 않고 CNN구조를 쓰면서 훈련 시간을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한다. 깊은 CNN층 위에 Highway activation을 쓰면서 오디오

인코더가 13층의 CNN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고, 오디오 디

코더 또한 11개의 깊은 CNN층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80bins x T

크기의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512 x 4T의 STFT로 변환하는 SSRN

(Spectrogram Super-resolution Network)을 따로 학습시키면서, 디코더

가 작지만 충분한 정보를 멜 스펙트로그램 형태의 중간단계로 담도록 했

다. 총 15시간 동안 학습을 하며, 12일 동안 학습하는 Tacotron보다 효

율적인 구조임을 보였다. Lee는 이 DC-TTS 구조를 응용하여 SVS 모

델을 제안했다. 이때 복원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 1) 디코더 출력 부분에

음성정보를 한 번 더 곱해주고 2) SSRN 구조에 음높이와 텍스트 정보

를 한 번 더 넣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 스펙트로그램고 STFT ㄷ

상으로 3) 조건적인 적대적 학습(conditional adversarial training)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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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3가지의 추가된 구조가 기본구조보다 복원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

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음성 합성 구조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동회귀

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과 학습할 때 오디오 길이가 1초보다 짧다는 것이

다. 이는 한 번에 3초 정도의 오디오를 한꺼번에 예측하는 오디오 소스

분리 분야(source separation domain)와 대비되는 더 섬세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음악 내의 악기 오디오 소스를 분리하는 연구에서도 기본적

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10층의 CNN 구조를 갖는다.

2.3.2 악기 합성 연구

초반에는 새로운 소리를 만들 때 음높이를 따로 통제할 수 없었지만,

후반 연구에서는 음높이와 음색을 따로 통제하는 악기 합성연구가 활발

하게 진행됐다.

딥러닝을 활용한 초기 신디사이저인 Nsynth는 2017년에 발표되었다

[4]. 섞고 싶은 오디오를 인코더에 넣고 얻은 잠재 코드를 서로 간섭한

벡터에 해당하는 오디오가 생성되는 것이다. 만들고 싶은 음색과 비슷한

오디오만 모으면 그것들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굉장히 직관적이며, 학습에 진입장벽이 높았던 기존의 신디사이

저의 조작법에 비하면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Nsynth는 현재 오디오 간섭 예시들은 모두 음높이가 같거나 옥타브

만 다른 예시에 대해서만 실험했다. 결론적으로 입력 오디오의 음높이가

같이 섞인다. 그 밖에 베이스와 플루트를 섞은 소리의 결과물도 처음에

는 베이스의 음높이가 더 강하게 들리다가 나중에는 플루트의 음으로 바

뀌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WaveNet 구조의 디

코더가 너무 강해서 음높이 정보를 무시하기 때문인데, validation 오디

오 데이터에 대한 잠재 코드들을 시각화하면 오디오의 시간-주파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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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매우 흡사하다. 이를 보며, 이미 잠재공간에 음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음높이 간의 잠재벡터를 간섭하기

위해서는 잠재공간에 음높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신디사이저의 WaveNet구조에 의한 상당한 훈련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연구가 있었다 [27]. 소리의 비유사성 (dissimilarity)을

사람이 평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Variational-Auto-Encoders(VAE) 의

잠재 공간 내의 거리를 비유사성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제한하는 것이

다 [28]. 사람들에게 얻어진 비윳성 평가 행렬을 Multi-Dimensional

Scaling(MDS)을 이용해서 음색 공간을 구한다. 구해진 음색 공간에서의

소리 간의 상대적인 거리 차가 VAE의 잠재공간 내에서의 소리 간의 상

대적인 거리 차와 같아지도록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신디사이저

보다 학습도 더 빨라진다.

또한, 거리 차에 대해서 같아지도록 학습하는 정규화(regularization)

방법들을 제안 및 비교 분석했다. Unregularized VAE, Euclidean,

Gaussian 그리고 Prior 방법들을 사용한 VAE 모델들의 음색 공간과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Euclidean, Gaussian, Prior, 그리고 Unregularized

VAE 순으로 가까웠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Euclidean의 잠재 공간에서

클래스 간의 밀집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실험으로

family(어쿠스틱, 전자, 합성한 소리)에 대한 구분 능력은 Gaussian이 가

장 좋았고, instrument에 대한 구분 역량은 Unregularized VAE, 음에 대

한 구분 성능은 Prior, 그리고 다이나믹에 대한 구분 성능은 Gaussian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오디오 복원 성능을 log 와   ′에 대

해서 비교할 때, log 에 대해서는 Prior가 가장 가깝게 복원하였고,

Euclidean이 가장 멀게 복원한 것으로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
에 대해서 비교할 때, log 에 대해서는 Euclidean이 가장 비슷하게

복원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기존의 Unregularized V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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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전반적으로 복원을 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잠재공간 내에서 음높이 정보에 대해서 0.95 후반의 아주 높

은 정확도로 구분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음높이 정보에 대한 독

립된 음색 잠재공간을 학습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온전히 음색에 대한

잠재공간을 얻은 연구라고 할 수 없다.

Kim 연구에서는 음높이와 음색을 독립적으로 통제했는데, 악보와 악

기 정보를 오디오로 바꿔주는 악기 소리 생성기를 제안했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구조마다 학습하는 오디오의 속성들에 대해서 잘 분석했다. 각

층마다 시간과 주파수 차원을 의미하는 축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습하는

오디오 성질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디코더가 1x1 컨벌루

션-FiLM[30]-두 방향의 LSTM-FiLM-1x1 컨벌루션의 구조를 갖는다.

악기 소리 분리모델과 음성 합성 모델의 디코더에 비해서 크기가 매우

작아서 실시간으로 오디오를 뽑고 싶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

다. FiLM구조를 이용해서 악기 정보를 넣고 학습한 결과,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 내에서 간섭(interpolation)해서 뽑은 오디오들이 인지적으로 자

연스러운 변형(morphing)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제공한 오디

오 예시는 수시로 다양하게 변하는 피치 정보들을 가진 악보를 오디오로

복원하는 것이 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섬세하게 변하는 오

디오의 복원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연주 스타일 혹

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섬세한 소리 변화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더 나

아가, 출력 오디오의 디지털 정보의 μ-law 인코딩을 8bit(256개)로 제한

을 두면서, 사람이 인지할 정도의 소음이 들어가 더더욱 자세하게 구분

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이 선행 연구에서 더 높은 bit로 인코딩을

하고, 하나의 pitch에 대한 오디오를 생성함으로써 이렇게 작은 모델이

얼마나 표현력이 큰지 분석할 여지가 더 있다 [29].

이 모델을 직접 학습해본 결과 음높이 정보와 스펙트럼 포락선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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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학습을 하지만,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스펙트럼의 에너지가 줄어

드는 변화를 잡아내지 못했다. 또한, 멜 스펙트럼 결과에서 곡선 표현이

필요한 악기에 대해서 많이 투박하게 복원됐다. 이처럼 시간에 따른 낮

은 표현력을 가지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FiLM, 1x1 Conv 구조는

스펙트럼 포락선만 만들고 시간적인 정보를 주지 않는다. 시간적인 정보

를 갖는 구조는 LSTM밖에 없으므로 시간에 따라 음색이 변화하는 것

에 대해 표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모델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섬세한 음색 변화를 복원하기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구조

를 가지고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각각 구성하고 있는 구조마다 어떤 속성

들을 학습할 때 도움을 주는지 분석했다. 우선 Kim은 이 네트워크에서

비선형성은 LSTM만 관여하고, WaveNet 이외의 구조에는 시간적인 컨

벌루션을 주지 않았다. 첫 번째 FiLM이 준 음색 정보에 대해서 LSTM

이 시간에 대해 변하는 다이나믹을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 FiLM 층은

LSTM 결과에 스펙트럼 포락선 정보를 더 강화하도록 한다. Ablation

study를 했는데, 특히 첫 번째 FiLM을 제거했을 때의 손실 값이 2번째

FiLM구조를 제거했을 때보다 2배로, 복원 손실이 큰 것으로 보면 첫 번

째 FiLM이 네트워크 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를 알 수 있다. 한 방향

LSTM을 사용했을 때도 1.25배로 손실 값이 늘어나며, 이를 통해 적합한

모델구조를 제안했음을 보였다.

더 정밀한 오디오 출력을 위해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정보를

입력으로 받아 더 높은 퀄리티를 갖는 악기 오디오를 생성한 연구가 있

다. 세세한 언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과 같이 악기 소리를 만들 때도

추가적인 파라미터 속성들로 더 높은 퀄리티를 갖는 악기 오디오를 생성

한 연구가 있다 [31]. 이 연구가 제안한 모델은 자동회귀적인 네트워크로

250Hz마다 추출된 소리의 세기와 기본 주파수를 입력받는다. 그래서 제

안한 입력 매개변수들은 어쿠스틱 악기 연주법에서 많이 발견되는 트레

몰로(tremolo), 비브라토(vibratos), 그리고 글리산도(glissando)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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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2가지의 매개

변수들을 어떤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적인지 알아낸 것인데, 우선 소리의

세기는 단순히 시간에 따른 RMS 에너지가 아닌, 파워 스펙트럼을 변환

하고 고주파수 대역에 가중치를 더 줘서 나온 인지적인 소리의 세기를

입력으로 받은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 또한, 기본 주파수는 CREPE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4초 오디오에 대한 250Hz마다 1000 길이의 주파수

벡터를 뽑고, 3가지의 표현으로 변환해서 비교실험을 했다 [32]. 우선 첫

번째는 127로 나눠서 1로 정규화한 형태이고, 두 번째는 옥타브(5차원

원-핫 인코딩), 음높이(12차원 원-핫 인코딩) 그리고 센츠(실수 표현)로

표현되고, 마지막은 60차원의 음높이 원-핫 인코딩 그리고 센츠 표현을

비교 실험한다. 이때 결과적으로 마지막 음높이 특성이 가장 결과가 좋

았다고 보고한다.

네트워크 인코더는 2개로 구성되는데, 독특한 면은 하나의 인코더가

음높이와 센츠 정보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음높이 정보만 받고 나

머지 인코더가 센츠와 소리 세기정보를 같이 받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 충분한 해석은 없으나, 센츠와 관련된 비브라토가 악기의 소리 세기

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주는 것으로 보인다. 소리 세기

인코더는 512개의 필터와 커널 크기가 3인 12개의 깊은 팽창 컨벌루션

(dilated convolution)과 3개의 전치된 컨벌루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과거의 정보만 받는 인과적인 계산을 한다. 그리고 기본 주파수 인코

더는 단순히 4개의 MLP 층으로 구성되었다. WaveRNN과 인코더는 동

시에 학습한다 [33].

여기서 WaveRNN을 쓴 이유는 자동회귀적인 모델은 실시간으로 활

용할 수 있는데, WaveRNN은 작고 단순한 순환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4kHz 16bit의 오디오를 실시간보다 4배 빠르게 생성할 수 있고,

심지어 모바일 CPU에서도 오디오 생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16bit 오디

오를 발생함으로써 더 정확한 오디오 복원 성능 비교를 할 수 있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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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에서는 WaveRNN에서 출력된 오디오를 다양한 차원으로 결

과 분석했다. 우선, 정답지의 오디오와 합성된 오디오 간의 인지적 소리

세기, CREPE에서 추출한 기본 주파수의 L1 차이를 비교했다. 또한, 음

높이와 악기 분류기를 학습시켜서 정확도를 비교했다. 결과적으로 모델

에서 인과적인 음높이와 소리 세기정보가 인과적이지 않은 정보보다 더

나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였다.

이때 제한적인 부분은 인지적인 시간에 따른 소리 세기 특성 추출이

다. 고주파 대역에 가중치를 더 많이 곱해 계산되는 인지적인 소리 세기

는 사실 고주파 대역이 먼저 에너지가 감쇠되는 어쿠스틱 악기의 특징에

적합한 특성 추출법이다. 따라서 Nsynth 데이터 셋에서 신디사이저에서

합성된 오디오를 제외하고 어쿠스틱한 악기만 사용했다. 따라서 일반적

인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신디사이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일반적인 소

리 세기에 대한 입력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소리의 3요소 중 소리의 세기와 음높이에 대한 정보만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인 악기의 스펙트럼 포락선을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같은 음높이에서 소리 세기의 감쇠 시간이 큰 조건과

지속 시간이 긴 조건을 입력하면, 전자에는 마림바와 같은 타악기의 소

리가 나고, 후자는 피아노 소리가 나게 된다.

데모 결과로 복원 오디오의 질이 매우 높고, 디테일한 음높이와 센츠

정보로 인해서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 마다의 기본 주파수가 약간씩 병렬

적으로 진동하는 것과 그에 따라 소리의 세기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것

또한 학습했고, 그 외의 악기 연주법과 관계된 트레몰로, 글리산도 또한

잘 복원했다.

마지막으로 음높이, 악기 정보, 벨로시티 그리고 시간에 대한 총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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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보를 조건으로 오디오를 생성하는 SING(Symbol-to-Instrument

Neural Genrator) 알고리즘이 제안됐다. SING은 LSTM으로 음높이, 악

기, 벨로시티, 그리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압축하고, 컨벌루션 층으로 가

서 파형 형태의 오디오 결과를 생성한다. 기존의 Nsynth보다 음질이 훨

씬 좋고, 훈련시간이 32배, 인퍼런스 시간은 2500배 빠르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디코더만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를 보면, 디

코더에게 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2.3.2 한계점 및 개선방안

대부분 음높이와 음색을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음색을 조절할

때 스펙트럼 포락선과 시간적 다이나믹을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이전 연구를 예를 들면, long release의 오디오를 조건으로 입력하면 악

기 정보에 대해 제어할 수 없어서 현악기 혹은 관악기가 임의로 출력됐

다 [31].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스펙트럼 포락선과 따로따로 제어할 수

없는 선행 연구의 실험 결과는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그 밖의 기존 연구들도 모두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스펙트럼 포락선

과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 신디사이저는 다양한 음색을 생성할

수 있어야하며 특히 신디사이저에서 합성된 소리의 시간적 동역학 성분

은 편차가 어쿠스틱 데이터보다 크기 때문에, 시간적 동역학 정보를 따

로 통제하는 것이 유연하게 더 다양한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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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안 시스템

제 1 절 사용자 파라미터 정의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가 3가지의 독립적인 파라미터를 제공하는데

음높이, 스펙트럼 포락선, 그리고 시간적 동역학을 통제하도록 한다. 멜

스펙트로그램, ,에 대해서, 특정 시간에 대한 스펙트럼 포락선

(SE, Spectral Envelope)은 로 표현하고, 시간적 동역학(TD,

Temporal Dynamics)은    이다. 이는 주파수마다 시간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편의를 위하여 각각 SE와 TD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음높이 정보는 피아노 롤이라는 악보와 같은 시간에 따른 음높이 변

화를 입력을 받아 통제한다. 원-핫 형태의 악기 정보를 입력으로 SE를

통제하고, 오디오 쿼리를 입력받아 TD를 제어한다.

제 2 절 학습 데이터

Nsynth 데이터셋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 간의 겹치는 악기가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오디

오 데이터를 섞었다. 본 연구에서는 원-핫 형태의 악기 정보로 SE를 조

절한다. 따라서, 학습할 때의 악기 정보가 검증 데이터 때는 전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 데이터셋을 한 번 더 섞은 것을 이용했다.

오디오 쿼리와 출력해야 할 형태인 멜 스펙트로그램 특성을 오디오에

서 추출할 때, librosa 라이브러리의 멜 스펙트로그램 치환 함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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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윈도우와 fft 크기는 1024, 홉 크기는 128를 썼으며, mel-bin은 80

개다. 49152개 샘플을 사용하며 총 3.072초의 오디오 길이를 갖는다. 따

라서, 멜의 총 크기는 80 x 384로, 384는 시간에 대한 타임 스텝 길이다.

제 3 절 베이스라인 모델과 SE 컨디셔닝 구조

베이스라인 모델(기준모델, baseline)을 설정할 때 참고했던 선행 연구

들은 시간과 주파수 차원에 대해 나눠서 통제하지 않고, 시간과 주파수

차원에서 서로 엉켜있는 잠재공간을 학습했다. 각각의 선행 연구들은 음

색을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우선 첫

번째 연구는 음색을 원-핫 벡터의 형태로 악기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

록 했다. 플루트과 피아노 사이의 음색을 만들려면 두 악기의 잠재벡터

를 간섭해서 복원한다. 따라서 악기에 대한 간섭(interpolation)을 할 수

있는 모델인 것이다. 두 번째 연구는 음색에 대한 인지적 느낌의 기술어

(descriptor)를 파라미터로 제공했다. 밝음, 어두움, 차분함, 공격적임 같

은 기술어로 새로운 음색을 간섭하여 생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구는

시간에 따른 소리 세기를 이용해 음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연구가 앞에서 말한 SE와 TD와 같이 시간과 주파수 차원에서 음색을

해석하지 않고 두 차원을 뭉뚱그려서 음색을 통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SE와 TD를 컨디셔닝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했고, 첫

번째 선행 연구의 네트워크 구조는 SE를 충분히 컨디셔닝(conditioning)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구조를 기준모델로 삼았다. 우선 기준모

델은 네트워크 구조의 층마다 시간적 차원과 주파수 차원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다. 우선 입력단의 피아노 롤은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주파수

를 의미한다. 출력단의 멜 스펙트로그램 또한 가로축과 세로축이 각각

시간과 주파수를 의미한다. 이 두 축의 의미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층마

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SE를 컨디셔닝할 수 있는 것이다. SE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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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변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변함없는 악기 정보를 입력시

킬 수 있는 첫 번째 FiLM 구조에서 학습한다.

위 그림은 각 층의 출력마다 시간 혹은 주파수 차원의 음색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FiLM 구조는 시간과 무관한 악기 정

보를 컨디셔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구조에서 SE를 학습하게 된다.

악기의 나머지 정보는 LSTM에 의해서 생긴 시간 정보로 인해, 두 번째

FiLM 구조에서 TD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악기 one-hot 벡

터 하나의 입력으로 인해서 SE와 TD 정보 두 가지를 함께 통제하고 있

다. 따라서 악기 잠재벡터는 SE와 TD 정보가 얽혀 있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 두 정보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1x1

CONV와 첫 번째 FiLM과 LSTM까지 기준모델과 공유하려고 한다.

그림 4 Baseline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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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제안 시스템

3.4.1 시스템 다이어그램

제안 시스템은 TD 추출기(extractor)와 SE 추출기(extractor) 그리고

생성기 3가지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또한, 사용자에게 3가지 입력 정보를

받는다. 입력은 TD 정보를 위한 오디오 쿼리, 음높이 그리고 SE 정보를

위한 악기 정보로 이뤄졌다.

아래 그림은 제안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다. 오디오 쿼리를 멜 스펙트

로그램으로 전환해서 뽑은 TD 잠재벡터와 악기의 SE 잠재벡터를 생성

기(Generator)에 컨디셔닝을 한다. 그리고 Generator에 출력된 멜 스펙트

로그램을 Griffin-Lim 알고리즘으로 오디오로 전환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갖는다.

위 그림과 같이 결과적으로 추출된 멜 스펙트로그램은 오르간 특유의

중파(Medium frequency)에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커지고,

SE가 음높이 도에 대한 수직 이동을 한다. 또한, 오디오 쿼리의 신스 베

이스의 TD 성질을 갖는다.

그림 5 제안 시스템의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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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

멜 크기는 80 x 384로 멜 유닛이 총 80개이며 384를 갖는 차원은 시

간에 대한 축이다. 피아노 롤부터 1x1 CONV–FILM –LSTM 구조 및

SE 추출기는 기준모델과 같다. 본 네트워크는 CRNN으로 이뤄진 TD

추출기가 추가됐고, 생성기(Generator)에 TD 벡터를 컨디셔닝 받는

CONV 층이 더해졌다. TD 추출기는 타임 스텝마다 n의 크기로 TD 벡

터를 뽑는다. 따라서 멜 스펙트로그램과 같은 384 크기를 갖고, 총 n by

384의 크기를 갖는다. 이 TD 벡터는 생성기의 CONV 층마다 채널 축으

로 결합하여 시간에 따라 TD 정보를 컨디셔닝하게 된다. 따라서 출력

오디오의 SE와 TD를 각각 악기 정보와 오디오 쿼리로 통제할 수 있다.

그림 6 네트워크 구조. SE 추출기는 MLP구조(좌), 1x1

CONV층 부터 CONV층까지 생성기다. TD 추출기는

CRNN 구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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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네트워크 학습

네트워크 학습 시에 그림처럼 오디오 쿼리와 출력된 멜 스펙트로그램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 비지도 학습을 한다. 따라서 실제 상황은 음높이

와 악기 정보가 오디오 쿼리와 다른지만, 학습할 때는 오디오 쿼리의 도

음높이와 신스 베이스 악기 정보를 생성기(Generator)에 입력시킨다. 이

를 오디오 복원이라 하며 이에 대한 복원 손실함수는 Kim의 연구에서

참조했으며 다음과 같다.

  tanh log tanh log
또한, 기존의 BicycleGAN처럼 쿼리와 출력 멜 스펙트로그램 각각의

TD 잠재벡터에 대한 목적함수를 추가했다. 아래의 식에서 T는 TD 추

출기이고, G는 생성기다.

  음높이   

그림 7 네트워크 학습 시 입력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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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악기, 음높이 2가지의 사용변수를 제공하는 베이스라인과 비교 분석하

려고 한다. 제안 모델은 총 3가지의 음높이, 스펙트럼 포락선 그리고 시

간적 동역학을 입력받는다. 기존 연구에서는 음색에서 시간적 동역학 정

보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추가한 시간적 동역학 정보에

의해 향상되는 성능을 확인한다.

기대되는 효과는 오디오 복원 성능향상과 다양한 표현력이다. 첫 번째

로 기준모델과 오디오 복원력에 대해 정성적 및 정략적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표현력에 대해서 정성적 비교 분석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파라미터가 서로 독립적임을 보여야 한다. 이는 기준모델과 비교

하는 실험이 아니고, 제안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라 변화되는 독

립성을 보는 실험이다.

제 1 절 오디오 복원 성능

4.1.1 오디오 복원력 정성분석

오디오 복원은 네트워크를 비지도 학습할 때와 같이 정답지 오디오와

같게 출력되는 조건을 만든다. 기준모델은 정답지 오디오의 음높이와 악

기 정보를 입력으로 주면서 출력 오디오가 정답지와 같은 상황을 만든

다. 제안 모델도 정답지 오디오를 쿼리로 주고, 정답지 오디오의 음높이

와 악기 정보를 입력으로 주어서 출력 오디오가 정답지와 같게 출력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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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나타나는 오디오 스펙트로그램 결과를 보면, 기준모델보

다 제안 모델이 훨씬 TD 복원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다. 즉 제안

모델에서는 불규칙한 시간적 시점을 잘 잡는다. 하지만 E와 같이 정확한

표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오디오에 대해서 정답

지는 시간에 따라 음높이 정보와 관계없는 세로 방향의 에너지들이 불규

칙적으로 나타난다. 제안 모델과 비교할 때, 기준모델은 끝부분에서의 B

외에는 TD 성질을 미약하게 복원한다. 두 모델의 SE에 대한 오디오 결

과는 A와 같이 SE에 대한 복원은 비슷한 수준이다.

두 번째 오디오 경우 더더욱 TD뿐만 아니라 SE에 대한 복원도 부족

하다. 정답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균일한 에너지를 갖지만, 기준모델은 제

안 모델과 비교하여 매우 뚜렷한 SE 성질이 생긴다. 정답지의 고른 스

펙트럼 포락선을 F와 같이 부족한 표현의 원인을 찾아보았을 때, 두 모

그림 8 두 오디오에 대한 기준모델과 제안 모델에서 복원한 오디오의 멜

스펙트로그램, 파란색과 빨간색은 각각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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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의 기반이 되는 1x1 Conv구조와 FiLM구조의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

는 출력의 영향이 크게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안 모델의 시간적 동역학 정보가 오디오 복원 성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4.1.2 TD 추출기의 출력단 크기에 따른 복원 성능

앞에서 제안 모델이 기준모델보다 훨씬 복원력이 큰 것을 보였다. 이

번에는 제안 모델 TD 추출기에서 출력된 시간적 동역학 잠재벡터의 크

기에 따라 바뀌는 오디오 복원력을 비교해보려 한다. 추출기에 의해 압

축된 TD 잠재벡터 크기는 ×이며, n의 크기를 달리해서 Z4(n=4),

Z8(n=8), 그리고 Z16(n=16)인 3개의 제안 모델을 비교했다.

압축 크기에 상관없이 굉장히 비슷한 오디오 복원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 열의 첫 번째 정답지에 대한 오디오

그림 9 TD 압축 크기에 따른 두 오디오의 복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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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결과는 저주파수 대역의 볼록렌즈 형태같이 낮은 에너지를 Z16이

더 복원을 잘한다. 또한, 오른쪽 열의 두 번째 오디오에 대해서는 전반적

으로 특정 배음 주파수에서 진동하는 곡선 형태의 복원력이 떨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Z16 모델의 mel 빈의 0부터 30까지 저주파대

역 범위의 복원력을 보면, 점 형태의 낮은 에너지 분포를 복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D 압축 크기가 커질수록 오디오 패턴을 더 자세히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량이 많은 입력 오디오의 경우에 확실히 TD 정보 크기

가 복원 성능에 도움을 준다.

4.1.3 오디오 복원력 정량비교

Ground

Truth
기준모델 Z4 Z8 Z16

멜 L2

손실 값
- 38.78 23.67 20.83 18.29

멜 L1

손실 값
- 0.0311 0.0297 0.0272 0.0241

음높이

정확도
0.864 0.836 0.830 0.832 0.837

표 1 기준모델과 제안 모델의 출력 오디오에 대한 L1, L2 손실 값과

음높이 정확도 비교

멜 스펙트럼 L2와 L1 손실 값은 오디오 복원할 때 정답지와 출력 멜

스펙트로그램 간의 거리값이다. 기준모델보다 제안 모델의 손실 값은 L1

과 L2 손실 값이 모두 작으며, 특히 L2 손실 값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이를 보면 시간적 동역학 정보가 오디오 복원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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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처럼 오디오 복원할 때는 네트워크에 정답지 오디오의 음높이

도와 신스 베이스의 악기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출력된 오디오가 입력

된 도의 음높이를 가지는지 측정한 결과가 표에 있는 음높이 정확도에

나타냈다. 이때 음높이 분류기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으며, 테

스트 데이터에 대한 음높이 정확도는 0.864가 나왔다.

그러나, 정성적 및 정량적 L1과 L2 손실 값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기

준모델보다 제안 모델이 복원력이 높았지만, 음높이 정확도는 Z4와 Z8

모델들이 기준모델보다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기준모델의 낮은 복원

력에 비교해 음높이 정확도가 월등히 높은 이유는 앞 그림에 알 수 있듯

이 실제 SE는 뚜렷한 배음 관계를 보이지 않음에도 배음들의 에너지 분

포가 뚜렷하며 이를 일정하게 지속하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 분포가 바

뀌는 제안 모델보다 음높이 분류가 쉬울 것으로 해석한다. 결과적으로,

Z16이 자가 복원(self-reconstruction)할 경우에 가장 실제 데이터 분포와

가까운 거리의 샘플들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TD 벡터의 압축 크기를 키우면 TD 추출기가 시간적 동역학

정보 외의 음높이와 스펙트럼 포락선 정보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

적 동역학 잠재벡터가 음높이와 SE에 독립적인 정보를 갖는지 확인해보

그림 10 오디오 복원할 때의 입출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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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델의 크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가 복원의 경우가 아닌

음높이, SE, TD 3가지 사용자 파라미터를 바꿔 가면서의 출력 결과와

기대하는 결과를 필수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는 추후 3절에서 파라미

터 간의 독립성 실험에서 확인한다.

제 2 절 오디오의 다양성 분석

본 모델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색 즉 시간적 동역학 정보에 대한

잠재공간을 학습했다. 시간적 동역학 정보에 대한 잠재공간 내에서 오디

오 A와 B의 TD 잠재벡터를 선형 간섭(linear interpolation)하거나 시간

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기의 잠재벡터를 치환한 (시간적 동역학 잠

재벡터)의 오디오 샘플들이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험 오디오 결과들은 Z8 모델의 출력 오디오를 사용했다.

4.2.1 시간에 따른 시간적 동역학 정보 변환

시간에 따라 다른 악기의 TD 잠재벡터를 치환해서 다양한 오디오를

만들 수 있다. 우선 오디오 A의 잠재벡터와 오디오 B의 잠재벡터를 구

해서 Z8 모델의 생성기에 새로운 TD 잠재벡터를 컨디셔닝한다. 이때× 크기의 TD 잠재벡터를 처음 0부터 95까지와 298에서 384까지의

시간 간격(time step)에 A 오디오에서 뽑은 를 넣고, 96에서 297까지

의 시간 간격에 B의 를 입력한다.

그림 11 A 오디오(좌)와 B 오디오(우)의 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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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디오와 B 오디오를 시간에 따라 그대로 복원한 모습을 볼 수 있

다. 다양한 TD를 시간에 따라 바꿔가면서 다양한 오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2.2 시간적 동역학 정보의 잠재공간

다양한 오디오 쿼리에 대해서 TD 정보를 추출하여 얻은 TD 잠재벡

터들로 선형 간섭(linear interpolation)을 하여 앞과 다른 또 다른 유형의

오디오를 얻을 수 있다. T는 TD 추출기를 나타낸다.

  의잠재벡터  의 잠재벡터
  ×   ×  

일반적으로 를 두 잠재벡터에 대해서 α와 β의 비율로 내분해서

얻는다. 따라서 α와 β를 더하면 1이 유지되도록 한다. 따라서 β는 (1-α)

로 보면 된다.

그림 12 A와 B 오디오의 잠재벡터를 시간

에 따라 변환한 오디오의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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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오디오의 TD 벡터를 섞고, 아래 그림과 같이 생성기에 A 오디오

의 시 플랫과 브라스라는 악기 정보를 입력한다. A 오디오는 위 그림과

같이 시b의 브라스 소리이고, B 오디오는 레의 신스 베이스 소리이다.

A 오디오는 금방 에너지가 감소하는(fast-decay) 특성을 가졌고, B 오디

오는 규칙적으로 에너지가 균일하게 분포하는 TD 성분을 가진다. 이때,

생성기에 A 오디오의 음높이와 악기 정보를 넣고, α 값을 1에서 0으로

선형 간섭을 하면서 처음 α가 값이 1일 때는 A 오디오의 자가 복원되는

오디오가 출력된다. 그리고, α가 값이 0일 때는 시b, 브라스의 SE를 갖

지만, B 오디오의 TD를 갖는 오디오를 생성한다. 그 사이 값에서는 시b,

브라스의 SE를 갖는 출력 오디오가 단계적으로 A 오디오에서 B 오디오

의 TD 성분을 갖는 오디오로 변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3 A와 B 오디오의 새로운  잠재벡터 간섭

그림 14 간섭하여 얻어진  잠재벡터를 컨디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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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다음 그림에서 자연스러운 오디오의 TD 변화를 얻는다.

오디오 A의 음높이와 악기 정보(SE)를 유지하고 TD 정보만 간섭된를 합성한 오디오를 나열한 것이다. 행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1

에서 0으로 1/4씩 α 값을 바꾼 을 구한다.

그림 15 간섭한 TD 벡터를 입력받아

생성한 오디오의 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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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기준모델의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

기준모델은 제안 모델과 달리 시간적 동역학과 스펙트럼 포락선에 대

한 잠재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전체적인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이 있다.

E는 악기 임베딩 추출기이고, 밑의 오디오 결과는 A 오디오 브라스 악

기의 잠재벡터와 B 오디오 신스 베이스 악기의 잠재벡터를 간섭한 악기

잠재벡터에 대해서 복원한 오디오의 멜 스펙트로그램 결과다.

  의악기잠재벡터  의악기잠재벡터
악기  ×   ×  

다음 그림을 보면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에서 선형간섭한 오디오 결과

로써 제안 모델에 비교하여 오디오 복원력뿐만 아니라 TD(시간적 음색

변화)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한, 악기는 시간에 따라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고, 단순히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을 갖고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 시점에 따라 출력물의 TD 성분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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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기준모델의 로 합성한 오디오(우)와 제안 모델의 로

합성한 오디오(좌)의 멜 스펙트로그램과 각 모델의 잠재벡터

의 중간지점의 TD 벡터를 합성한 오디오의 20번째 mel-bin

에 해당하는 TD 성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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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기준모델과 제안 모델의 잠재공간

기준모델은 하나의 악기에 대한 잠재공간을 가지며, 제안 모델은 SE

와 TD에 대한 두 개의 잠재공간을 갖는다. 따라서 두 모델의 오디오 데

이터에서 추출된 잠재벡터의 성질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오디오 데이터

중 에너지가 급감하는(fast-decay) 오디오와 에너지가 길게 유지되는

(long-release) 오디오의 PCA 결과를 비교했다. Fast decay와 Long

release는 시간에 대한 에너지 즉 TD 성분이다. Fast decay는 t=0 부근

의 시작 초반에 에너지가 밀집되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Long

release는 에너지가 지속한다.

위 그림을 보면 PCA를 통해서 각각의 잠재공간에 TD 특성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알 수 있다. 기준모델의 악기 잠재벡터의 PCA 결과를 보면

fast decay와 long release 오디오 잠재벡터의 분포가 조금씩 겹친다. 제

안 모델의 SE 잠재벡터의 PCA 결과에서는 아예 fast decay와 long

release의 잠재벡터가 서로 구분이 어려울 만큼 모여있다. TD 잠재벡터

분포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성질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7 기준모델의 악기와 제안 모델의 와 의 PCA 결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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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용자 파라미터 간의 독립성 분석

1절에서 오디오 자가 복원력을 비교할 때 음높이 정확도와 멜 손실

값에 대해서 Z16이 가장 결과가 좋았다. 이를 통해 TD 추출기가 출력하

는 TD 잠재벡터의 압축 크기가 클수록 복원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절에서는 제안 모델 내에서 압축 크기에 따른 파라미터 간의

독립성을 분석할 것이다.

독립성 실험을 하는 이유는 TD 잠재벡터 크기가 커질수록 불필요한

음높이와 SE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TD 추출기에는 멜 스펙

트로그램이 입력되는데, 이미 음높이와 SE 정보가 충분히 포함된다. 따

라서 TD 추출기는 음높이와 SE 정보 제거기이기도 하다. 본 실험에서

는 TD 추출기에 입력되는 오디오 쿼리 A의 음높이와 악기 정보와 다른

정보를 생성기에 입력하고 합성했을 때, 오디오 결과에 A의 음높이와

악기 정보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때 SE와 음높이 간의 독립성은 보지 않아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SE와 음높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때 원-핫 형태의 악기 정보를 주었

다. 그러므로 TD와 SE의 독립성 그리고 TD와 음높이 사이의 독립성

정도를 점검하는 실험을 할 것이다.

4.3.1 음높이와 시간적 동역학 정보의 독립성

음높이와 TD 정보의 독립성을 확인하려 하는데, 이때는 오디오 자가

복원의 경우와 다른 네트워크 입력 조건을 준다. 다음 그림과 같이 TD

추출기(TD extractor)에 입력되는 오디오 쿼리의 음높이 도와 다른 음높

이 솔 정보를 네트워크에 넣는다. 이때는 음높이와 TD에 대한 독립성을

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악기 정보는 그대로 신스 베이스 악기 정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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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출력되는 오디오의 음높이가 솔 음을 맞게 가지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표에 음높이 정확도로 나타난다. 가 음높이에 대해서 독립성

을 갖는다면 음높이 분류기의 결과는 생성기에 입력된 음높이 정보인 솔

이 나와야 한다.

다음 표의 음높이 정확도는 1절의 복원된 오디오에 대한 음높이 정확

도를 측정했을 때와 같은 음높이 분류기를 사용했다. 이상적인 신디사이

저에 가까울수록 네트워크에 입력된 음높이를 맞춰야 한다. 표의 결과를

보면 출력된 압축 코드 크기가 클수록 음높이 정확도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Z16은 오디오 복원력은 크지만, 음높이 정확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Z16은 부정확한 음높이 소리를 가진다.

Ground

Truth
Z4 Z8 Z16

음높이

정확도
0.864 0.8456 0.7851 0.6629

표 2 압축 크기에 따른 음높이 정확도 측정

그림 18 음높이와 TD 간의 독립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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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과 같은 결과를 뒷받침해줄 Z16 모델의 오디오 결과를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다. 오디오 쿼리의 음높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오는

Z16 모델은 조건으로 주어지는 음높이 정보를 무시하고 자신이 학습한

기본 주파수의 에너지 분포를 외운다. 결국, 오디오는 다성음을 갖게 된

다. 이를 보며 Z16 모델의 TD 추출기는 학습할 때 복원력을 높이기 위

해서 입력 멜 스펙트로그램에서 가장 큰 에너지 분포까지 외우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은색 화살표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에너지가 Z16 오디오의

멜 스펙트로그램에 나타나는 것(빨간색 화살표)을 볼 수 있다. 앞의 그림

과 같이 제안 모델의 오디오 결과는 2옥타브 높은 레를 만족해야 하지

만, Z16 모델은 오디오 쿼리의 낮은 레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Z4의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Z16과 비교하여 입력 음높이

를 깨끗하게 잘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오디오 쿼리에 대한 Z4와 Z16

모델의 독립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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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스펙트럼 포락선과 시간적 동역학 정보의 독립성

앞의 음높이에 대한 독립성 실험과 달리 SE와 TD의 독립성 실험은

다음 그림과 같이 오디오 쿼리와 같은 음높이를 입력하고 다른 악기 정

보 오르간을 입력한다. 이때 쿼리의 SE 정보가 출력된 멜 스펙트로그램

에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다음 그림에서 Z4에 대한 독립성 실험 결과를 볼 수 있다. 마림바의

간헐적으로 활성화되는 배음을 가진 SE 특징을 가진 오디오의 멜 스펙

트로그램을 볼 수 있다.

그림 21 Z4 모델의 오디오 결과

그림 20 SE와 TD 간의 독립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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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16 모델은 TD 성분의 표현력은 가장 뛰어나지만, 현재 음높이 그리

고 SE와 상관없는 TD 정보를 표현한다. Z4 모델이 Z16 보다 SE 입력

정보를 잘 복원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오디오 쿼리의 SE 정보를 제거

하지는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2 Z16 모델의 오디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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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기존의 뉴럴 신디사이저는 음색에 대해 학습된 잠재공간에서 새로운

음색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잠재공간을 제어할 수 있는 사용자 파라미터

로 악기 정보, 사운드의 인지적 느낌을 제공하여, 사용할 때 ‘플루트와

피아노를 1:4로 섞어줘 혹은 2:3의 비율로 따듯함과 밝음을 섞은 사운드

를 만들어줘’ 같은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음

높이와 음색을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지만, 음색을 조절할 때 스펙

트럼 포락선(SE, Spectral Envelope)와 시간적 동역학(TD, Temporal

Dynamics)를 독립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신디사이저는 시간

과 주파수적으로 최대한 편차가 큰 다양한 오디오를 만들 수 있을수록

복잡하고 독특한 뮤지션 혹은 기업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사운드 디

자인의 다양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과 주파수를 독립적으로 컨트롤 하

여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동역학(TD) 정보를 스펙트럼 포락선 정

보와 따로 학습하여 통제하도록 했고, TD 정보가 오디오 복원력과 표현

의 다양성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모델 Z4처럼 TD 추출

기에서 압축 크기만으로 음높이 정보를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만큼 오디

오 복원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압축 크기가 작아

질수록 오디오 쿼리의 SE 성분이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다. Fast decay

와 long release 성질을 가진 오디오의 기준모델의 악기 잠재벡터 그리

고 제안 모델의 SE와 TD 잠재벡터의 분포를 통해서 SE는 TD와 무관

한 성분을 TD 벡터는 TD 성분을 각자 잘 배운 것을 알 수 있다.

기준모델보다 제안 모델은 TD 성분에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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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제안 모델은 다음 그림의 2번째 열과 같이 시간에 따라 TD 성

분을 바꾸거나, 3번째 열처럼 두 쿼리 간의 잠재벡터를 간섭하여 다양한

오디오를 얻을 수 있었다.

제 2 절 결론 및 향후 계획

신디사이저는 다양하고 복잡한 오디오를 만들어야 하는 사운드 디자

인을 위한 악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력 오디오의 자가 복원력과

다양성을 검증했고 이때 복원력과 파라미터 간의 독립성이 서로 상충하

는 관계임을 알았다. 아직은 바이브레이션과 같은 곡선 형태 표현이 부

족했고, 대신 넓은 형태의 에너지 분포를 배웠다. 현재 모델보다 더 오디

오 복원 성능을 늘림과 동시에 파라미터 간의 독립성 이 2가지를 모두

향상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먼저 신디사이저의 복원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음높이 정보를

더 자세히 줄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88개 클래스의 작은 정보량을 가진

그림 23 기준모델과 제안 모델의 간섭 및 치환한 잠

재벡터의 오디오 샘플의 멜 스펙트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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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단위 정보를 주었다면, 입력 오디오에서 미세한 기본 주파수를

CREPE 알고리즘을 이용해 충분한 음높이 정보를 추출하여 입력할 것이

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복원이 어려웠던 바이브레이션 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초기에 모델이 이산단위의 음높이 정보를 주어도 충분히 바

이브레이션을 스스로 배울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불연속적인 음높이 정

보를 주었지만, 실험에서 그것이 불가능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음높이 정보뿐만 아니라, 원-핫 형태의 악기 정

보가 아닌 특정 시간의 스펙트럼 포락선(SE) 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스스로 가장 복원력이 높은 시점의 SE를

배우도록 했지만, 복원력이 좋은 SE 시간 시점이 악기마다 다르며, 따라

서 추후 실험에서는 t=0일 때의 SE 정보를 입력하려고 한다.

또한, 기존에는 3.072초에 해당하는 오디오를 복원하였지만 앞으로 계

획은 1초 오디오를 자기회귀적인 방법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복원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연속적이

고 자연스러운 오디오를 생성하려 한다. 또한, 더 높은 오디오 복원력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한 Griffin-Lim 알고리즘을 없애고, 실제 멜 스펙트

로그램에서 오디오로 변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독립적으로 훈련해야 한

다.

파라미터 간의 독립성 실험에서 오디오 쿼리의 스펙트럼 포락선 정보

가 출력 오디오의 SE 성분으로 나타났다. SE와 독립적인 TD 성분을 추

출하기 위해서 TD 추출기에 멜 스펙트로그램 대신 SE 성분을 더 적게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오디오 또 다른 특성의 입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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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entangling Temporal

Dynamics for Flexible Neural

Net-Based Synthesizer

Yena Yoo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odern commercial synthesizers are the most complicated musical

devices for sound design. This research provides users 3 independent

parameters which are pitch, instrument, and audio query, which

doesn’t need much knowledge about sound design. Audio query is

needed for extracting the temporal dynamics of input audio, and

instrument gives spectral envelope information. Previous neural

synthesizers doesn’t provide timbre latent space where users can

control time and frequency independently. Independent control for

timbre with respect to time and frequency makes it possible to

synthesize more various timbre and improve reconstruction

performance further, which is the first contribution of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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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ond, previous neural synthesizers doesn’t verify how

expressive their model is with both of acoustic and synthetic sounds.

keywords : Music technology, Neural synthesizer, Temporal

dynamics disentanglement, Timbre automatic generation, Sound

design, VST automatic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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